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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priming verbs between indi-
viduals with aphasia and normal adults through a verb priming task. Methods: A total of 
26 adults, including thirteen individuals with aphasia and thirteen normal adults with con-
sistent age, years of education, and gender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This study de-
veloped a verb priming task by referring to the task used in the research by Kim & Thomp-
son (2004). After conducting the verb priming task, this study analyzed the priming verb 
computation rate and error types in each group. Results: The priming verb computation 
rate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group of individuals with aphasia than in the normal 
adult group, and the priming rate of light verb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heavy 
verbs. However, the correlation between group-verb type was not significant. The analysis 
of the error types of individuals with aphasia showed verb type conversion regardless of 
verb type. The ratio of major error responses was higher than correct responses in light 
verbs, while the ratio of correct responses was higher than major error responses in heavy 
verbs. Conclusion: This study implies that Korean language individuals with aphasia have 
more difficulties with computation in light verbs than in heavy verbs, which in a tendency 
also shown among normal adults and reflects the normal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nguage. In this study, the difficulties of light verb computation can be explained 
by the combination of ‘predicate noun+light verb’. The combination of ‘predicate 
noun+light verb’ became more difficult as nominal and proverbial characteristics of predi-
cate nouns were added to the proverbial characteristics of light v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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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어증의 주요 원인은 뇌졸중이며, 뇌 손상 환자의 발생률은 지

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09). Godefroy, Dubois, Debachy, Leclerc와 Kreisler (2002)에 따

르면 308명의 뇌졸중 환자들을 3년간 추적연구한 결과, 75%의 환

자들은 다양한 언어적 증상을 포함한 실어증이 나타났다고 한다. 

실어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어증 환자의 언어 재활은 현 시점

에서 필수적인 과제로 직면했다. 이에 실어증 환자의 면밀한 평가와 

증거기반 중재를 위한 실어증 환자의 언어 손상에 대한 기초 연구

가 필요하다. 실어증 환자가 보이는 다양한 언어 문제 중 특히 두드

러지는 언어 손상은 단어 인출의 문제이다(Berndt, Haendiges, 

Mitchum, & Sandson, 1997; Zingeser & Berndt, 1990). 실어증 환

자를 대상으로 한 단어 인출에 대한 연구는 과거에는 주로 명사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실어증 환자는 동사 이름대

기에 더욱 어려움을 보인다(Berndt, Mitchum, Haendiges, & Sand-

son, 1997; De Bleser & Kauschke, 2003; Kim & Thompson, 2000, 

2004). 그 이유는 동사는 명사와 달리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어 

시각화하기 어려우며(Berndt, Mitchum et al., 1997), 시제나 문장 

구조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Lilla, 1990; White-Devine, Grossman, 

Robinson, Onishi, & Biassou, 1996)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실어증 환자의 동사 처리 연구에서, 실어증 환자들은 동사의 특

정 범주별로 손상 정도가 다름이 밝혀졌다(Kim & Thompson, 

2000; Kiss, 2000; Yoon & Kim, 2002). Kim과 Thompson (2000)은 

실어증 환자에게 논항을 기준으로 동사를 분류하여 이름대기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실어증 환자들은 논항의 수가 많아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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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어려움을 보였다. Breedin과 Martin (1996)은 의미적 범주

로 동사를 분류하여 실어증 환자의 동사 이해 및 산출 과제를 실시

하였다. 그 결과 동사의 유형에 따라 결함이 다르게 나타남을 밝혀

냈다. 

경동사는 ‘make, do, take’와 같이 중동사로 사용되던 동사의 의

미가 탈의미화되어 의미 기능이 감소하여 동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

으나 의미적으로 비어있는 동사를 의미한다. 경동사의 특징을 살펴

보면 1) 의미적으로 비어있으며, 2) 논항 구조를 갖지 않고, 3) 의미

역 또한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동사는 일반동사의 

형태로 1) 그 자체로 의미를 갖고 있으며, 2) 논항 구조와 3) 의미역

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영어의 경동사는 뒤따르는 명사에 따라 선

택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반면, 한국어의 경동사는 하나의 경동사가 

많은 서술명사와 결합하여 다양하게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한국어

의 경동사에 대한 논의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한국어

의 경동사는 서술명사에 결합하여 그것의 문법 범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한다(Park, 2014). 즉, 서술명사+

경동사 복합체의 의미는 서술명사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며 경동

사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는 경동사가 구문적인 핵심

일지라도 핵심 의미는 서술명사가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경동사 및 중동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어증 

환자의 경동사와 중동사에 따른 인출 능력을 지연반복-문장완성 

과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어증 환자들은 경동사보다 중동사에

서 높은 산출 능력을 보였다(Sarah, Eleanor, & Myrna, 1998). Kim

과 Thompson (2004)의 연구에서는 실어증 환자와 정상 성인이 담

화 산출 시 중동사 사용 빈도가 경동사 사용 빈도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실어증 환자와 정상 성인이 Probable 

Alzheimer’s Disease (PrAD)에 비해 중동사 산출 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PrAD군은 정상 성인에 비해 중동사 

산출 비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경동사 산출 비율이 높았다고 할 수 

있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실어증 환자군은 정상 성인군과 정반응

률에서 유의한 차이는 있었으나 비율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Diane (2017)은 비유창형 실어증 환자, 유창형 실어증 환자 그리고 

정상 통제 집단에게 Sarah 등(1998)의 지연반복-문장완성 과제를 

의미적, 통사적으로 통제 및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실어증 환자 집

단에 비해 정상 통제 집단에서 유의하게 정반응률이 높았으나, 실

어증 환자 집단 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실어

증 환자 집단의 경동사 및 중동사 산출 정확도 및 산출 빈도가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Sharah 등(1998)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다. 이처럼 경동사 및 중동사의 분류에 따른 연구

는 일치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여전히 논의되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연구의 수 역시 미비하다. 특히 국내에서 경동사와 중동사로 

분류하여 실시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어에서 동사는 문장을 이루는 중요한 성분이다. 한국어의 

동사는 영어와 달리 문장의 끝에 위치하여 문장에 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다(Nam, 2001). 한국어는 동사로 끝나는 동사 핵심 언

어로(Park, 2012), 동사의 사용에 있어 영어와는 차이가 있다. 한국

어에는 특징적으로 서술명사와 경동사가 자유롭게 결합하여 사용

되어 지는 경우가 많다. Kang과 Kim (2009)의 말뭉치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의 단어는 ‘-하다’로, 한국어에서는 경동사와 결합하는 서

술명사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 높은 빈도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im과 Thompson (2004)의 문장완성 과제를 참

고하여 연구도구를 제작하였다. 동사 점화 과제는 목표문장을 이

끌어 낼 수 있는 그림자극과 문장자극을 선행 제시하고 목표문장

을 산출하기 위한 그림을 제시하여 목표문장을 유도시킨다. 동사

는 실어증 환자군의 차별화된 수행력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

로서 다양한 언어권에서 연구되고 있으나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Sung & Kwak, 2012), 동사를 분류하여 실

시된 연구는 부족하여 본 연구가 실어증 환자의 동사 손상을 살펴

보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경동사와 중동사로 나누어 실

어증 환자의 점화 효과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경동사 및 중동사 점화에 따른 점화 동사 산출 비율에서 정

상 집단과 실어증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가?

둘째, 동사 점화 과제에서 실어증 환자 집단은 동사 유형에 따른 

정반응-오반응 유형별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실어증 환자 13명과 정상 성인 13명, 총 26명

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

적과 실험 내용, 방법 및 절차, 소요 시간 등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진행하였고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았으며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IRB No. 201908-0024-01). 두 집단은 모

두 (1)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2) 오른손잡이이며, (3) 서울

신경심리검사 2판(Seoul Neuropsychologic Screening Battery-II, 

SNSB-II; Kang & Na, 2003)의 하위검사 글자 지우기(Letter Can-

cellation) 과제를 통해 무시 증후군이 없는 자로 선정하였다.

실어증 환자는 (1) 좌뇌 피질, 피질하 부위의 뇌졸중으로 인하여 

언어장애가 나타난 자, (2) 파라다이스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검사-



https://doi.org/10.12963/csd.21788 https://www.e-csd.org    139

동사 유형에 따른 점화효과  •  김규연 외

개정판(Paradise Korean Version-Western Aphasia Battery-R, PK-

WAB-R; Kim & Na, 2012) 결과 실어증으로 분류된 자, (3) 발병 이

전 뇌손상과 기타 신경학적 병력이 없었다고 보고된 자, (4) 검사 내

용 및 지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PK-WAB-R 결과 알

아듣기 항목의 점수가 5점 이상인 자로 선정하였다.

정상 성인은 (1) 실어증 환자군의 평균 연령과 평균 교육연수, 그

리고 성별을 일치시킨 자, (2) 건강 선별기준(Christensen, Multhaup, 

Nordstrom, & Voss, 1991)에 근거하여 신경과 또는 정신과적 병력

이나 두뇌 손상 병력이 보고되지 않은 자, (3) 한국형 간이정신상태

검사(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Kang, 

Na, & Hahn, 1997) 점수가 연령 및 교육연수에 비해 16%ile 이상으

로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자, (4) SNSB-II의 하위검사인 서울구어

학습검사(Seoul Verbal Learning Test, SVLT)에서 점수가 연령 및 

교육연수에 비해 16%ile 이상으로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자, (5) 그 

외의 언어 및 인지적, 신경학적 손상, 발달적 병력이 보고되지 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집단별 연령과 교육연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 독립표본 t-검정(two-indepen-

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의 연령과 교육연

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연구과제

동사 점화 과제(verb priming task)

동사 하위 유형을 경동사 및 중동사로 나누어 점화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한 과제로 동사 점화 과제(verb priming task)를 사용하였

다. 동사 점화 과제의 동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1) 

경동사와 중동사가 의미적으로 쌍을 이루는 동사, (2) 현대 한국어

의 어휘 빈도(Seo, 1998 )에서 고빈도 및 최고빈도 동사, 혹은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10)에서 고빈도 동사, (3) 단어의 길이는 2-4음절인 동사로 제한

하였으며, (4)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5) 

점화 동사와 의미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그림 상 명확하게 다른 

행동으로 그려질 수 있는 동사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장 쌍의 그림 자료는 가로 20 cm×세로 15 cm로 제작

된 흑백의 선화로 움직임을 묘사할 수 있도록 그려졌다. 그림에 방

향성 등 목표 단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화살

표 및 점선을 첨가하였다. 

자극 목록에 대한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동사 쌍에 대해 언어

학 및 언어병리학 전공 성인 20명에게 점화 동사와 목표 동사간 의

미적 관련성을 1점(매우 관련 없음)부터 7점(매우 관련 있음)으로 7

점 척도로 평가를 실시하고, 6.4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자료는 

정상 청년 20명에게 그림 내용과 문장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1

점(매우 일치하지 않음)부터 7점(매우 일치함)으로 7점 척도로 측

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6.8점으로 나타났다. 동사 점화 과제의 그

림 자극 예시는 Figure 1과 같으며 전체 문장 자극은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연구절차

모든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인지 및 언어 선별 검사를 실시한 

후, 실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다. 이때 대상자가 실험 과정

을 숙지할 수 있도록 검사자의 개인 노트북을 통해 사전에 제작된 

안내사항을 함께 제공하였다. 그리고 3개의 연습문항을 통해 과제

를 충분히 숙지한 후 본 과제를 실시하였다. 연습문항 시행 과정에

서는 연구자가 지시내용을 다시 들려주거나 대상자의 응답에 피드

백을 제공하였다. 대상자마다 과제 내 제공되는 문항의 순서는 모

두 다르게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과제 제시문을 제공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n participants

Normal control 
group (N= 13)

Participants with 
aphasia (N= 13) t

Age (yr) 52.15 (3.95) 53.38 (10.09) 0.41
Education (yr) 12.61 (2.33) 13.85 (2.99) 1.17
Male:Female 11:02 11:0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Figure 1. An example of verb priming task.

Priming Target

Light 
verb

[namcaka tonul cechwuk-hata] [namcaka wuphyolul swucip-hata]

Heavy 
verb

[namcaka sangcalul tulta] [namcaka hwapwunul naluta]



https://doi.org/10.12963/csd.21788140    https://www.e-csd.org

Gyu Yeon Kim, et al.  •  Priming Effects on Verb Production 

“지금부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제시되면 제

가 그림을 설명하는 문장을 들려드립니다. 이후 두 번째 그림이 제

시됩니다. 그 그림을 보시고 문장으로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대상

자가 지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으면 1회 다시 들려주었다. 치

료사는 목표 문장을 유도하는 그림을 제공한 후 대상자의 반응을 

기다렸다. 만약 그림이 제공된 후 15초 동안 대상자가 반응을 보이

지 않으면, 다시 지시를 들려주었다. 본 과제가 진행되는 동안은 대

상자에게 의미적, 음소적, 시각적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대상자

의 반응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도 제공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모든 

반응은 녹음기를 통해 녹음하였으며, 결과 기록지에 기입하였다.  

자료분석

점화 동사 산출률

점화 동사의 유형에 따라 대상자가 점화 동사와 같은 동사 유형

을 산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점화 동사와 같은 동사 유형을 

산출한 문항은 1점, 점화 동사 유형으로 산출하지 않은 문항은 0점

으로 계산하였다. 실험을 실시하는 동안 무반응 및 오류 반응을 보

이거나, 모른다고 답한 경우 모두 0점으로 처리한 후 기록지에 대상

자의 반응을 기록하였다.

각 동사 유형별로 반응을 기록하여 정반응을 보인 문항 수를 전

체 문항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점화 동사 산출률(%)을 계산하

였다.

오류 유형 분석

대상자의 오류 반응에 대해서는 타 유형 서술어 전환(동사 유형 

전환, 형용사 전환), 점화 동사 반복, 착어, 신조어, 코딩불가, 관련없

는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오류 반응의 예시와 설명은 Appendix 2

에 제시하였다. 

통계적 처리

자료의 통계적 처리는 SPSS version 26.0 for Windows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점화 자극(경동사, 중동사)

의 차이에 따른 두 집단(실어증 환자, 정상 성인) 간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이원혼합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

다. 동사 점화 과제에서 실어증 집단 내 동사 유형에 따른 정반응-주

요 오반응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실어증 환자의 동사 점화 효과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전체 대상자의 10%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시하

였다. 제1평가자는 연구자이며 제2평가자는 언어병리학 석사학위

자로 2급 언어재활사이다. 제1평가자가 채점 기준에 따라 분석과 

채점을 실시하고 제2평가자는 분석 기준을 숙지한 뒤 독립적으로 

채점하도록 하였다. 신뢰도는 평가자 간 일치한 문항 개수를 총 문

항 개수로 나누어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점화 동사 산출률

에 대한 신뢰도는 98.2%였으며, 오류 유형 분석에 대한 신뢰도는 

96.7%였다.

연구결과

점화 동사 유형(경동사/중동사)에 따라 동사 점화 과제에서의 

집단 간 점화 동사 산출률 분석

정상 성인 집단과 실어증 환자 집단 간의 점화 동사 산출률에 대

한 기술통계 값은 Table 2, Figure 2와 같다. 

점화 동사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점화 동사 산출률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점화 동사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점화 동사 산출률에 대한 분산분

석 결과, 실어증 환자와 정상 성인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F(1,24) =31.026, p< .001). 즉, 정상 성인 집단의 점화 동사 

산출률(M=81.27)이 실어증 환자의 점화 동사 산출률(M=47.58)

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화 동사 유형에 따른 점화 동사 산출률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priming verb accuracy rate (%) for each group

Light verb Heavy verb

Normal group (N= 13) 72.23 (17.54) 90.31 (10.04)
Aphasia group (N= 13) 37.06 (20.10) 60.13 (25.3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Figure 2. The accuracy rate of priming verb (%)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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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하였다(F(1,24) =18.574, p< .001). 즉, 점화 동사 유형 중 

중동사(M=73.93)가 경동사(M=54.93)보다 점화 동사 산출률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화 동사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F(1,24) = 0.44, p>.05). 즉, 점화 동사 유형에 따른 점화 동

사 산출률의 차이가 정상 성인 집단과 실어증 환자 집단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어증 환자의 동사 유형별 오류 분석

오류 유형 분석

실어증 환자군이 보인 오류 반응을 분석하여 동사 유형별로 실

어증 환자 집단의 오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동사에서 

나타난 전체 오류 57개 중 동사 유형 전환이 37개(64.91%), 관련없

는 반응 10개(17.54%), 형용사 전환, 코딩불가, 점화 동사 반복이 각 

3개(5.26%), 신조어 1개(1.75%)로 나타났다. 경동사에서 나타난 전

체 오류 90개 중 동사 유형 전환 68개(77.27%), 관련없는 반응 8개

(8.89%), 형용사 전환 5개(5.68%), 착어, 코딩불가 각 4개(4.54%), 신

조어 1개(1.11%)로 나타났다. 즉, 동사 유형에 관계없이 실어증 환자

군이 보인 오류 반응 중 동사 유형 전환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였다. 동사 유형별 오반응 유형의 빈도 및 비율에 대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점화 동사 유형에 따른 정반응-주요 오반응 비율 교차분석

실어증 집단에서의 정반응 및 오반응의 유형과 비율을 확인했

다. 그 결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요 오반응 유형은 동사 

유형에 관계없이 동사 유형 전환으로 나타났다. 동사 유형별 정반

응 및 오반응 유형별 비율은 Figure 3에 제시하였다. 단, Figure 3에

서는 오반응 중 10% 미만으로 출현한 유형은 제외한 후, 주요 오반

응 위주로 제시하였다.

Figure 3을 실펴보면, 동사 유형에 따라 정반응-주요 오반응 비율

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경동사에서는 동사 유형 전환이 정

반응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중동사에서는 정반응이 동사 

유형 전환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동사 유형에 따

른 정반응-주요 오반응 비율에 대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Table 3. Error type analyses in a verb priming task from people with aphasia

Error type Heavy verb priming Light verb priming

Verb type conversion (%)
Another verb type production (%) 37 (64.91) 68 (77.27)

Heavy to light conversion Light to heavy conversion
Verb to adjective conversion (%) 3 (5.26) 5 (5.68)

Etc (%)
Paraphasia (%) 0 (0) 4 (4.54)
Unable to code (%) 3 (5.26) 4 (4.54)
Neologism (%) 1 (1.75) 1 (1.11)
Priming verb repetition (%) 3 (5.26) 0 (0)
Irrelevant reaction (%) 10 (17.54) 8 (8.89)

Total (%) 57 (100) 90 (100)

Figure 3. Proportion of error types for each verb type in people with aph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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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사 유형에 

따른 정반응-주요 오반응 비율에 대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χ²=4.701, p< .05). 즉, 중동사에서는 정반응이 주요 오반응

에 유의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경동사에서는 주요 

오반응 비율이 정반응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정상 성인과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동사 유형(경동

사 및 중동사)에 따른 동사 점화 효과 및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집

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집단에 대한 주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와 같이(De Bleser & Kauschke, 

2003; Kim & Thompson, 2000) 본 연구에서도 실어증 환자 집단에

서는 정상 집단에 비해 동사에서 어려움을 보였다. 동사는 문장의 

구조나 시제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Lilla, 1990; Miller & Fellbaun, 

1991), 움직임을 나타내어 시각화하기 어려워(Berndt, Mitchum et 

al., 1997) 실어증 환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사 유형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정상 성인 집단과 실어증 환자 집단에서 중동사

에 비해 경동사에서 어려움을 보인다는 결과와 의견이 일치한다

(Breedin, Saffran, & Schwartz, 1998; Kim & Thompson, 2004; 

Barde, Schwartz, & Boronat, 2006). Kim과 Thompson (2004)은 정

상 집단, 실어증 집단, PrAD 집단에서 중동사와 경동사의 사용 양

상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의하면 실어증 환자는 구문 손상으로 

인해 문법가중치는 낮고 의미가중치가 높은 중동사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의미 손상으로 인

하여 의미가중치가 낮으나 문법가중치가 높은 경동사의 산출률이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경동사인 ‘하다’동

사는 서술명사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서술명사는 전통문법적으로

는 명사로 보아왔으나 일반명사에 비해 문장에서 논항을 부여하거

나 의미역을 결정하는 더욱 높은 문법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명사이

며(Ahn & Kang, 2000; Jung, 2016), 경동사가 갖지 않은 논항을 부

여하는 등 동사 기능을 하고 있다(Lee, 2004; Seo, 1975). 그러나 서

술명사 자체는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없기에 경동사가 이에 결합

하여 서술어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교착어인 한국

어의 특징인 서술어의 활용은 경동사에서 일어난다. 한국어의 경

동사가 적절하게 사용되려면 이러한 서술명사의 적절한 이해와 산

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명사와 경동사의 결합체

는 중동사에 비해 복잡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까닭은 중

동사는 그 자체에 의미적 지식과 문법적 지식이 포함되어 있으나, 

경동사의 경우에는 서술명사에 의미적 지식과 문법적 지식이 포함

되어 있으며 이를 서술어의 형태로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경동사

가 결합하여 사용된다. 따라서 실어증 환자들은 중동사보다 이러

한 서술명사와 경동사의 결합에서 어려움을 보여 경동사 점화 시 

점화 동사 산출률이 낮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즉, 서술명사와 경동

사 결합의 복잡성이 정상 성인에 비해 실어증 환자에게서 더욱 어

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동사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동사 유형에 따른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은 이유

는 두 집단 모두 중동사에 비해 경동사에서 점화 동사 산출률이 감

소하였기 때문이다. 즉, 실어증 집단뿐만 아니라 정상 집단에서도 

경동사 점화에서 점화 동사 산출률이 저하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

어증 환자 집단과 정상 집단 간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동사 점화 과제에서 실어증 환자가 보인 오류 반응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주요 오반응 유형은 동사의 

유형에 관계없이 동사 전환 오류로 나타났다. 또한, 동사 유형에 따

라 정반응-주요 오반응 비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경동사에서는 

동사 유형 전환 오류가 정반응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중

동사에서는 정반응이 동사 유형 전환 오류보다 비율이 높았다. 이

에 따라 차이 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동사 유형에 따른 정반응-

주요 오반응 비율의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즉, 이러한 결과는 경동사에서는 점화 후에도 중동사로 전환하

는 오류 비율이 정반응에 비해 큰 것에 비해 중동사에서는 정반응

률이 여전히 오류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어

증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경동사의 경우, ‘서술명사+경

동사’의 결합으로 중동사에 비해 명사 인출에 따른 처리부하가 추

가되어 실어증 환자가 동사 하나로만 이루어진 중동사에 비해 더 

어려움을 보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은 ‘서술명

사+경동사’의 결합이 서술명사의 명사적 특성과 용언적 특성에 서

술어의 역할을 위해 결합된 경동사의 용언적 특성이 추가됨에 따

라 더 어렵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Lee, 2009).

Kim과 Thompson (2004)의 지연-반복 과제를 사용한 연구에서

는 실어증 환자의 오류를 분석한 결과, 실어증 환자가 보이는 가장 

높은 비율의 오반응은 문장에서 동사를 산출하지 못한 ‘동사 생략’

이었다. 이러한 반응은 정상 성인에게서 나타나지 않은 실어증 환자

의 특징적인 오류 반응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어증 환자의 

오류 반응을 분석했을 때 동사 유형에 관계없이 동사 유형 전환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한국어 환자들이 목표한 반응을 보

이지는 않았으나 산출한 문장 내에서 동사가 생략되지는 않았다고 



https://doi.org/10.12963/csd.21788 https://www.e-csd.org    143

동사 유형에 따른 점화효과  •  김규연 외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권 실어증 환자들이 영어권 

실어증 환자들에 비해 동사에서 보이는 손상이 경하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Sung, DeDe, & Lee, 2016). 한

국어권 실어증 환자의 동사 산출 결함이 영어권 실어증 환자에 비

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사용 실어증 환자의 경우 중동사

에 비해 경동사에서 더 큰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경동사에서 가중되어 있는 ‘서술명사+경동사’의 결합에서 인출의 

어려움이 중동사 인출의 어려움에 비해 더 큰 것에 기인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실어증 환자와 정상 성인이 각 13명으로 제

한된 데이터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를 실어증 전체 집단과 정상 성

인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실어증 환

자의 동사 손상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령과 

학력 등이 다양한 충분한 대상자의 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그림 자극을 제시하는 동사 점화 과제를 통해 산출

된 동사를 분석해보았다. 이는 제시된 그림 자극에 따라 산출할 수 

있는 동사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동사 

산출에 제약을 주지 않는 그림 설명하기 과제나 인터뷰와 같은 다

양한 연구과제를 통해 환자의 수행 능력을 비교 및 분석한다면 실

제적인 실어증 환자의 언어 특성을 확인하고 실어증 환자의 평가 

및 중재에 더욱 용이한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동사의 하위 유형을 경동사와 중동사로 나누어 실어

증 환자군의 점화 효과 및 오류 반응을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결

과는 향후 동사에 관련된 실어증 환자의 중재 및 평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내 연구에서 부족한 실어증 환자군의 

동사 하위 유형에 따른 손상 정도를 확인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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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점화 문장 및 목표 문장 목록

점화 동사 유형        점화 문장                     목표 문장

중동사 남자가 사과를 깎다 남자가 생선을 자르다 / 손질하다

남자가 낙서를 지다 남자가 벌집을 없애다 / 제거하다

남자가 피리를 불다 남자가 피아노를 치다 / 연주하다

남자가 제비를 뽑다 남자가 옷을 고르다 / 선택하다

남자가 고기를 굽다 남자가 찌개를 끓이다 / 요리하다

남자가 책상을 닦다 남자가 바닥을 쓸다 / 청소하다

남자가 화단을 가꾸다 남자가 트리를 꾸미다 / 장식하다

남자가 블록을 쌓다 남자가 건물을 짓다 / 건설하다

남자가 화분을 들다 남자가 상자를 옮기다 / 운반하다

남자가 여자를 안다 남자가 친구를 달래다 / 위로하다

경동사 남자가 노인을 부축하다 남자가 여자를 돌보다 / 간호하다

남자가 길을 안내하다 남자가 수학을 가르치다 / 설명하다

남자가 비행기를 조종하다 남자가 자동차를 몰다 / 운전하다

남자가 다리를 치료하다 남자가 기계를 고치다 / 수리하다

남자가 꽃을 구경하다 남자가 개미를 보다 / 관찰하다

남자가 도자기를 제작하다 남자가 티브이를 만들다 / 생산하다

남자가 점수를 기록하다 남자가 보고서를 쓰다 / 작성하다

남자가 무게를 비교하다 남자가 키를 재다 / 측정하다

남자가 일정을 변경하다 남자가 건전지를 바꾸다 / 교환하다

남자가 피자를 분배하다 남자가 책을 나누다 / 분류하다

남자가 돈을 저축하다 남자가 우표를 모으다 / 수집하다

남자가 작물을 경작하다 남자가 과일을 따다 / 수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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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오류 유형의 설명 및 예시

오류 유형
설명 및 예시 

목표 → 대상자 반응

타유형 서술어 전환

동사 유형 전환 점화 동사와 다른 유형의 동사를 산출

예) 남자가 여자를 간호하다 → 남자가 열을 재다

형용사 전환 서술어로 형용사를 산출

예) 남자가 블록을 쌓다 → 남자가 블록이 있다

점화 동사 반복 점화 동사를 반복하여 산출함

이와 같은 경우 그림과 불일치하거나 비문이 됨

예) 남자가 국을 끓이다 → 남자가 국을 굽다

착어 의미착어, 음소착어

예) 남자가 우표를 수집하다 → 남자가 모집하다

신조어 신조어

예) 남자가 상자를 쌓다 → 남자가 모다

코딩불가 반응없음, jargon

무관련 반응 제공된 자극과 관련없는 반응

예) 남자가 피아노를 치다 → 남자가 말를 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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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실어증 환자의 점화 동사 유형에 따른 경동사 및 중동사 산출 능력 비교

김규연·성지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동사 점화 과제를 통해 실어증 환자와 정상 성인 간 동사 점화 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방법: 좌반구 손

상에 기인한 실어증 환자 13명과 나이, 교육년수, 성별을 일치시킨 정상 성인 13명, 총 26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im과 

Thompson (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를 참고하여 동사 점화 과제를 제작하였다. 동사 점화 과제를 실시하여 각 집단별 점화 동사 

산출률과 오류 유형을 분석하였다. 결과: 실어증 환자 집단이 정상 성인 집단에 비해 점화 동사 산출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경동사가 중

동사에 비해 점화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반면 그룹-동사 유형 간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실어증 환자의 오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동사 유형에 관계없이 동사 유형 전환으로 나타났다. 경동사에서는 주요 오반응이 정반응에 비해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중동사에서는 

정반응이 오반응에 비해 많은 비율이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한국어 실어증 환자는 경동사가 중동사에 비해 산출의 어려움을 보인다

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정상 성인에게도 보이는 경향이며, 실어증 환자가 보이는 특성은 한국어의 정상적인 언어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 경동사 산출의 어려움은 ‘서술명사+경동사’의 결합의 복잡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서술명사+경동사’의 결합이 서술명

사의 명사적 특징과 용언적 특징에 경동사의 용언적 특성이 추가됨에 따라 중동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복

잡성의 증가가 정상 성인에 비해 실어증 환자에게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핵심어: 실어증, 점화 효과, 경동사, 중동사, 동사 하위 유형

본 연구는 2019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9R1A2C108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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